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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social commerce engenders a new business model, that is, infomediary. In a social 

commerce environment, infomediary works as a personal agent who provides information about various web 

merchants to help consumers select appropriate merchants for their nee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attitudes towards infomediaries in social commerc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provide word of mouth and consumer attitudes. In total, 170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social commerce infomediary users. The results show that competence and integrity 

significantly influence user attitudes as trust dimensions. Infomediary reputation and two functional factors 

(information variety and navigation functionality) turn out to be significant antecedents for user attitudes 

toward infomediary in social commerce. User attitudes in tur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provide 

word of mouth.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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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커머스의 빠른 성장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을 바탕으로 새로운 쇼핑 환경을 초래하였다(Chung, 

2013). 특히 ‘메타 소셜커머스’라고 불리는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다양한 소매상으로부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구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 가격 정보, 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제 삼자로서 편협되지 않은 정보

를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상이다(Hagel and Singer, 

1997). 따라서 정보중개상은 고객이 온라인 판매자와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에 적

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Song and Zah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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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보중개상의 활성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에 모

두 혜택을 준다. 구매자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

보중개상을 통해 많은 검색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

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Palvia, 

2007).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정보중개상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할 제품을 노출시켜 구매자와 연결됨을 통

해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Lee et al., 2010). 현재

까지 정보중개상과 관련된 연구 분야로는 옥션, 헬스, 

B2B, B2C 등이 있으며 다양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정보중개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수많은 제품의 판매와 사용자들의 정

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보의 공유방식 및 제공방식

이 중요하다. 소셜커머스에서 정보중개상이 소비자와

의 신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중간 정보 전달의 역할

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 분야의 연구들

은 주로 소셜커머스의 정의와 설명, 특징, 시장의 성장 

분석, 소셜커머스 이용 등의 주제가 일반적이며(Kim 

and park, 2013) 소셜커머스 환경에서의 정보중개상

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커머스 환경에서의 정보 중개 

웹사이트의 특성을 바탕으로 활용가능한 주요 요소

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구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소셜커머스 기반의 정보중개상의 활용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 째, 정보중개상에 대한 주

요 요인들이 사용자의 구전의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

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소셜 커머스 (Social Commerce)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를 결합한 

온라인 비즈니스이다(Kim and Park, 2013). 소셜커머

스의 성장에 비해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

게 정립되어왔다. 소셜커머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

진시키고 온라인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Marsden, 2010). 특히 소셜커머스는 소셜미디

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

를 촉진시키는 소셜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Kim and Park, 2013)이며 식료품, 전자제품, 문화 

공연 티켓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 및 서비스와 파격적

인 할인을 제공한다(Kim and Park, 2013). 또한 트위

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Stephen and 

Toubia, 2010) 고객 간 구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

으로 제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쇼핑 경

험과 제품 정보를 공유한다(Kim and Park, 2013; 김

병수, 2012) 특히 소셜커머스는 고객들에게 사회적 관

계성을 활용함으로서 높은 광고비용을 투자하기 보다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직접 다양한 고객과 접

촉을 할 수 있도록 한다(Pookulangara and Koesler,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

은 업체들마다 매우 다르다. 주로 정해진 인원 및 수량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쿠폰을 구매하는 개념으로 

최근 이를 중개하는 정보중개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

2.2 정보중개상(Infomediary)

전자상거래 환경의 발달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비

즈니스 프로세스 구조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 변

화는 인터넷 기반 채널로서 새로운 유형으로 정

보중개상의 진화를 가져왔다(Muylle and B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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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보중개상은 정보(Information)와 중개자

(Intermediary)의 합성어로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분

배하는데 특화된 온라인 중개상을 의미한다(Hagel 

and Singer, 1997).정보중개상은 온라인 판매자와 고

객의 거래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돕는 회

사에 적용된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King, 

1999)이며 Intermediary, Electronic intermediary, 

cybermediar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되어 왔다. 

특히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활용되는 정보중개상은 쿠

폰모아, 뽐뿌, 쿠폰차트, 다음 소셜쇼핑 등이 있다. 

정보중개상은 판매자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와 관

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조직하고 수집을 한 후, 모

인 데이터를 단순화시키고 요약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Bock et al., 2007; Shoniregun, 2004; 

Wiederhold, 1992).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중개상은 

제 삼자의 역할로서 편협 되지 않은 정보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하고(Chu et al., 2005; King, 1999), 

그들 간의 비즈니스 중개 역할을 한다(Wise and 

Morrison, 2000; Grover and Teng, 2001). 

<표 1>과 같이 정보중개상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정보중개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를 수행하기 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념의 제시, 설

명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정보중개상의 기능들을 기반으로서 소셜커머

스 환경에 맞추어 주요 기능을 선별하고 실제 사용자

들로부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정보중개상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각각

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정보중개상은 판매자에게 

판매자와 유사한 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자를 알려주고 

제시하는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Chung, 

2013). 또한 정보중개상은 판매자가 고객이 원하는 제

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고

객 정보를 제공한다(Yang and Wong, 2006). 

과거 전통적 거래환경에서 제품 정보 제공 기능은 

주로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표 1] 정보중개상의 기능

출 처 주요 변수

Bailey and Bakos, 1997

• 고객의 요구사항과 판매자 제품의 통합
•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제공
• 시장 촉진
• 판매자와 구매자 매칭

Kaplan and Sawhney, 2000 • 통합과 매칭

Wise and Morrison, 2000 • 서비스 나열(array of services) 조달 업자

Bhargava and Choudhary, 2004
• 매칭 서비스
• 부가 가치 서비스 
• ex) 업무 흐름 조정, 거래 관리, 산업 보고서 등

Sarkar, Butler and Steinfield, 1995

• 검색과 평가
• 요구사항 평가와 제품 매칭
• 위험 관리
• 제품 분배
• 제품 정보 제공
• 고객 정보 제공
• 고객과 판매자의 요구사항 통합

Grover and Teng, 2001

• 검색 서비스
• 매칭 서비스
• 컨텐츠 서비스(관련 정보 제공)
• 커뮤니티 서비스
• 정보적 서비스
• 프라이버시 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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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정보중개상에게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이전

되었다. 정보중개상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가 광고성 

제품 정보를 전달하던 판매자와는 달리 소셜커머스

에서는 정보를 여과하여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전통적 

거래환경과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

보중개상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제품 지향적이며, 정제되었고, 덜 광고 지향

적이다(Chung, 2013).

반면, 정보중개상은 구매자에게는 전자제품, 패션, 

스포츠 장비, 여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가격과 제품의 특징을 비교하게 해준다. 또한 다량

의 정보 중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

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Kocas, 2003; Wang and 

Shi,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기능

과 관련하여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제공하는 기능

을 중심으로 정보중개상의 기능을 도출하였다.

정보중개상은 3자 역할로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매

칭 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킨다(Lee et al., 2010; Hong 

and Cho, 2011). 따라서 정보중개상은 다양한 소매상

으로부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

매자에게 가격 정보, 제품 정보와 관련하여 편협 되

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Grover and Teng, 2001; 

Hagel and Singer, 1999). 또한, 제품 가격을 비교하

게 해주며(Yang and Wong, 2006), 한 곳에 모인 정

보를 구매자가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한다(Grover and Teng, 2001, Hagel and Singer, 

1999). 마지막으로, 정보중개상은 컨텐츠 제공을 이용

하고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발

한다.

2.3 정보중개상에 대한 신뢰

신뢰와 관련하여 신뢰를 구성하는 요인들, 태도, 의

도,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

다(Mayer et al., 1995; McKnight and Chervany, 

2001; McKnight et al., 2002). 신뢰의 주요 요소

는 능력(Competence), 배려(Benevolence), 무결성

(Integrity), 일관성(Consistency), 충성도(Loyal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개방성(Openness) 등으

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Butler, 1991; Mayer et al, 

1995; McKnight and Chervany, 2001; McKnight 

et al., 2002, Suh and Han, 2003).

이 중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능력, 배려, 무결성

의 세 가지 요인이 있다(Mayer et al., 1995). 능력은 

어떤 그룹이 특정 영역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

미하며(Mayer et al., 1995), 온라인에서 능력은 좋은 

제품에 대한 지식, 신속한 전달,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의미한다(Hong and Cho, 2011; 이재남,강민형, 2013). 

배려는 기업이 자신의 이익추구에 앞서 고객의 이익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세 번째, 무

결성은 기업이 약속을 이행할 때, 일관성 있고 진실되

며 정직하게 수행한다는 믿음을 나타낸다(Hong and 

Cho, 2011).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정보중개상에 대한 신뢰는 사

용자들의 구전 및 구매 행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고객의 정보중개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 요인인 능력, 배려, 무결성은 정보중개상

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변수로서 제시되었

다(Song and Zahedi, 2007; Hong and Cho, 2011; 

Blau, 1964; Gefen and Straub, 2004; Gliffin, 1967; 

McKnight et al., 2002).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환경에서의 정보중개상에 

관련하여 정보중개상의 신뢰, 명성, 기능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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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고 구전 의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론적 프레임 워크로 사용하였다.

합리적 행동 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를 근간으로 한 계획적 행동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설명 및 예측해 왔다(Ajzen, 

1991).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사람의 실제 행동은 행

동 의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TPB에 따

르면 이런 행동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위 통제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계획된 행동 이

론에서 태도란 특정 행동의 성과에 대한 개인의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는 직접적으로 결과와 관련된 행동이

나 신념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규범이란 개인의 행위

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개

인의 인식을 나타낸다. 계획된 행동 이론과 합리적 행

동 이론의 차이점은 지각된 행위 통제라는 요소가 추

가됨에 있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이 쉬운지 어려운지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

(Ajzen, 1991) 의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중개 웹사이트의 활용과 관

련하여 중요 요소들을 확인하고 고객의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중개상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

하고 소셜커머스 산업에 있어 향후 산업 활성화에 대

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실증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1>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

정하였다.

3.1.1. 소셜커머스 기반 정보중개상의 신뢰

본 연구에서는 앞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정보중개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중개

상의 신뢰에 대한 구성요소로서 능력, 배려, 무결성을 

활용하였다. 능력은 정보중개상이 고객에게 전달한 약

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Hong and

　Cho, 2011). 배려는 정보중개상이 자신의 이익추구

에 앞서 고객의 이익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믿

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믿음은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

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Hong and 

Cho, 2011; Gefen, 2002; Zeithaml et al, 1996). 만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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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란 어떤 결과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인 평가를 의

미하므로(Westbrook, 1980) 배려는 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무결성은 정보중개상

이 약속을 이행할 때, 일관성 있고 진실되며 정직하게 

수행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고객이 수용

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사회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

로써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한다(Gefen 

and Straub, 2004). 특히,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하

여 신뢰는 고객의 쇼핑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으며(Grazioli and Jarvenpaa, 2000), 판매

자에 대한 신뢰가 웹사이트 사용 태도에 영향을 준

다(Palvia, 2009). 특히, 신뢰란 감정 또는 느낌이며 

웹 고객의 신뢰 태도를 형성한다(Zahedi and Song, 

2008). 

[가설 1] 정보중개상의 능력은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정보중개상의 배려는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정보중개상의 무결성은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

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2. 정보중개상의 명성

명성은 전략적 관리, 경제, 사회학, 마케팅 등의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Brown et al., 2006; 

Shapiro, 1983; Fombrun and Shanley, 1990). 판매

자의 명성은 판매자의 이미지, 혁신성, 제품 및 서비

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관련 있으며, 명성이 좋

을수록 고객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Koufaris and Hampton-Sosa, 

2004). 고객이 제품을 구매 한 후, 판매자에 대해 긍

정적 태도가 형성되면 구전 의도나 재구매를 하게 되

며 이 때 명성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서 

활용이 가능하다(Anderson and Sullivan, 1993). 명

성은 쌓기 어려운 반면 잃어버리기가 쉬우므로 판매자

는 형성된 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객은 좋은 명성을 가진 판매자에게 신뢰감을 가지

는 경향이 있다(Zhang et al., 2011). 블로그 활동 참

여와 관련하여 블로그의 명성이 사용자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명성의 중요성은 잘 

나타난다(Hsu and Lin, 2008).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정보중개상을 이용하는 고객

들은 정보중개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인식이 기존 전통적 거래 환경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가설 4] 정보중개상의 명성은 정보중개상에 대한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3. 정보중개상의 기능성

본 연구에서 정보중개상의 기능성은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접근성(Access), 정보의 다양성

(Information variety), 네비게이션 기능(Navigation 

functionality)으로 구성되었다. 정보중개상의 첫 번

째 기능인 접근성은 판매자의 웹사이트로의 접속 속

도와 성능을 체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McKinney 

et al., 2002; Shin et al., 2010). 정보중개상은 정보 

서비스 제공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매칭시키고 연

결시켜 거래를 촉진시키는 접근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어려움이란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

해야 함에 있다(Jeong and Lambertb, 2001). 

쉡 사이트에서의 소비 시간, 컨텐츠 품질을 포함하

여 웹페이지로의 접근성은 웹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다(Kang and kim, 

2006). 웹사이트의 평판이 좋다는 가정에서 느린 응

답시간이나 낮은 시스템 접근성은 고객들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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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Lin, 

2007). 또한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여 구매

를 수행할 때,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구매자

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Mummalaneni, 

2005). 따라서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고객의 태도가 별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쇼핑 시, 웹사이트가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할 때, 웹사이트 이용 고객들은 해당 웹

사이트 이용에 편리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게 된다(Yale and Venkatesh, 1986).

[가설 5] 정보중개상의 접근성은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

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보중개상의 두 번째 기능인 정보의 다양성은 다

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보의 풍부한 정도

를 의미한다(Kim et al., 2012).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

여 제공하면 구매자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제품이

나 서비스를 상세히 찾아볼 필요 없이 쉽게 정보를 취

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만족감을 얻게 된다(Palvia, 

2007; Ranganathan and Ganapathy, 2002; Kuan 

et al., 2008). 고객들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Donthu and Garcia, 1999). 그러므로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제품

계열을 보유 및 제공해야 한다(Kim and Lee 2005; 

Ahn et al., 2007).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즉

각적인 정보는 온라인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나

은 구매 결정을 하도록 한다(Ahn et al., 2007). 

요약하면, 정보중개상은 판매자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구매자에게 제품 정보와 가격 정보를 제공

하며 유사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온

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가설 6] 정보중개상의 다양성은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

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보중개상의 경우,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므로 고

객이 제품을 선별하는데 있어 네비게이션 기능이 중요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측정 항목 출처

능력 (Competence)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고객에게 전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믿음
Song and Zahedi (2007)

Hong and Cho et al.(2011)

배려 (Benevolence)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자신의 이익추구에 앞서 고객의 이익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

Song and Zahedi (2007) 

Hong and Cho et al.(2011)

무결성 (Integrity)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약속을 이행할 때, 일관성 있고, 진실 되고, 정직하게 

수행한다는 믿음

Song and Zahedi (2007) 

Hong and Cho (2011)

정보중개상의 명성 

(Infomediary reputation)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에 대한 고객의 호의적인 평가 Li(2013)

접근성 (Access) 판매자의 웹페이지로의 접속 속도와 성능을 체감하는 정도 
McKinney et al., (2002) 

Shin et al. (2010)

정보의 다양성 (Information 

Variety)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보의 풍부한 정도 Kim et al. (2012)

네비게이션 기능 

(Navigation functionality)
웹사이트의 검색 관련 서비스 기능의 유용한 정도 Kim et al. (2011)

사용자 태도 (User attitude)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에 대한 고객의 호의적/비호의적 반응 Venkatesh and Davis (2000)

구전 의도 (WOM intention) 가까운 미래에 주변인에게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을 추천할 의도
Kim et al. (2009) 

Dabholkar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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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겨진다. 정보중개상의 네비게이션 기능은 웹사

이트의 검색 관련 서비스 기능의 유용한 정도를 의미

한다(Kim et al., 2011). 웹 사이트가 보유한 네비게이

션 기능은 고객의 쉬운 정보 탐색 및 구매에 대한 핵

심 성공 요인이다(Bucy et al., 1999; Eighmey, 1997; 

Lohse and Spiller, 1999; Palmer, 2002).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도움 기능의 유용성, 웹페이지의 전송 

시간 등은 네비게이션 기능의 효율성의 중요 측정 지

표들이다(Yoon, 2002; 최재원 외 2009; Pi et al., 

2007). 

[가설 7] 정보중개상의 네비게이션 기능은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4. 구전의도

구전 의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이나 

판매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Westbrook, 1987). 고객은 광고와 같이 공식적이

고 상업적인 정보보다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의사

소통으로 인한 정보를 신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에 구전 의도는 중요한 개념이다(Bansal and Voyer, 

2000). 구전 의도의 효과성은 고객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발휘한다(Goyette et al., 2010; 이지원 외, 

2011). 계획된 행동 이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행동과 

관련된 모형들은 태도를 기반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실제 구전 의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행동

적 의도가 태도로부터 예측됨을 의미한다(Kim and 

Hunter, 1993). 온라인 웹사이트 이용 고객은 정보중

개상에 대한 신뢰성 및 기능성, 명성 등을 종합하여 

태도를 형성하여 이러한 태도는 소셜커머스에서 고객

들이 상호 구전 의도를 형성함에 관련된다(Toufaily 

et al., 2013). 

[가설 8]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자 태도는 구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 항목들을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항목의 척도는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커

머스 정보중개상을 이용해 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색한 부분을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활용된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관련 연

구는 <표 2>와 같다.

3.3 표본 선택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을 이용한 경험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210부 설

문지 중 같은 척도로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0개의 응답자료를 실

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능력(3문항), 배려

(3문항), 무결성(5문항), 정보중개상의 명성(3문항), 접

근성(3문항), 정보의 다양성(3문항), 네비게이션 기능

(4문항), 사용자 태도(4문항), 구전 의도(2문항)의 9가

지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4. 자료분석 및 가설검증

제시된 연구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PLS(Partial Least Squres)를 사용하였

다. PLS는 사회 과학 및 행동 특성의 이론적, 경험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충분히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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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초기 단계의 연구에 적합하

다(Wold, 1979). 또한 PLS는 보편적으로 적은 데이터 

표본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지며(Marcoulides et al., 

2009; Chin and Newsted, 1999), 단 한 번의 분석

으로 모든 경로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Barclay et al., 1995). 연구에서 활용한 소셜커머

스에서 정보중개상과 관련된 변수관계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연구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분석으로 독

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전체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PLS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

다. 

[표 3] 표본의 특성

구분 n (명) 비율(%)

성별
남 101 59.41

여 69 40.59

연령

20세 이하 1 0.59

20대 119 70.00

30대 48 28.24

40대 1 0.59

50대 이상 1 0.59

직업

중고등학생 1 0.59

대학생 43 25.29

대학원생 57 33.53

직장인 51 30.00

주부 1 0.59

기타 17 10.00

학력

대학원 졸업 18 10.59

대학 졸업 113 66.47

전문대학 졸업 4 2.35

고등학교 졸업 35 20.59

이용하는 

정보중개상

쿠폰모아 59 34.71

뽐뿌 57 33.53

쿠폰차트 44 25.88

다음 소셜쇼핑 7 4.12

기타 3 1.76

정보 중개 웹페이지 

접속 빈도

매일 40 23.53

주 1회 정도 38 22.35

주 2~3회 정도 39 22.94

월 1~2회 정도 53 31.18

정보 중개 웹페이지 

접속 방식

모바일 94 55.29

웹사이트(PC) 76 44.71

1회 소셜커머스

구매 규모

0~10,000원 14 8.24

10,000원~30,000원 93 54.71

30,000원~100,000원 48 28.24

100,000원 이상 15 8.82

소계 170 100

4.1 표본의 특성

분석된 표본의 특성은 <표 3>와 같다. 기초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70%의 비율을 차

지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정보중개상으로는 쿠폰모아, 

뽐뿌, 쿠폰차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정

보 중개 웹페이지 접속 빈도는 매일, 주 1회 정도, 주 

2~3회 정도, 월 1~2회 정도 이용하는 응답자의 비율

이 고루 분포되었고 정보 중개 웹페이지로의 접속 방

식도 모바일은 55%, 웹사이트(PC)는 44%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회 소셜커머스 구매 규모는 

10,000원~30,000원 규모가 전체 50% 이상의 비율

을 차지했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 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

행하였다. 요인 적재값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 회전

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와 같이 요

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요인 적재값은 모두 0.6 이

상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의 변수와 측정항목들은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총 30개의 측정항목 중 30개가 모두 유효

하였으며, 능력, 배려, 무결성, 정보중개상의 명성, 접근

성, 정보의 다양성, 네비게이션 기능, 사용자 태도, 구

전 의도로 9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신뢰도란 측정도구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용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성 확인에는 크론바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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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 값이 많이 사용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0.6 이상의 기준을 가진다(Nunnally, 

1978).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신뢰성 계수 값

은 최하 0.670에서 최재 0.9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4]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명 설문내용 요인적재치 신뢰성(α)

능력

Comp1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834

0.767
Comp2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중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790

Comp3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중개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851

배려

Bene1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693

0.678
Bene2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 디자인과 광고성 제안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고 생각한다.
0.756

Bene3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고 생각한다. 0.876

무결성

Integ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0.782

0.888

Integ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 되고 정직하다. 0.845

Integ3
나는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확신한다.
0.843

Integ4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허위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다. 0.845

Integ5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솔직하고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0.837

명성

Repu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0.829

0.822Repu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명성은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0.878

Repu3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중개하기로 유명하다. 0.867

접근성

Access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응답시간이 빠르다. 0.709

0.776Access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내가 판매자의 웹페이지로 접속할 때, 안정적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0.867

Access3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에서는 판매자 웹페이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0.911

정보의 

다양성

Var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제품의 기능과 품질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0.837

0.670Var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구매자들의 평가와 이용 후기를 제공한다. 0.845

Var3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하게 해준다. 0.624

네비 

게이션 

기능

Navi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도움(Help) 기능은 유용하다. 0.610

0.732
Navi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높은 수준의 온라인 테크놀로지(매진임박, 무료배송 등 

카테고리별 기능)를 사용한다.
0.711

Navi3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은 탐색 관련 운영효율이 높다. 0.843

Navi4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에서는 이미지나 설명의 전송시간이 빠르다. 0.789

태도

ATT1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0.846

0.854
ATT2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0.824

ATT3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0.802

ATT4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0.861

구전 

의도

WOM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을 추천할 것이다. 0.953
0.900

WOM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에 대해 좋게 말할 것이다.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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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해 PL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수

렴 타당성이란 각각의 측정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

는 개념을 잘 반영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되어진다(Fornell and Larcker, 

1981). 첫째, 0.7 이상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

은 매우 신뢰하다고 판단되어지며 0.5 이하일 경우 신

뢰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측정항목을 제거해야 한

다. 둘째, 구조 타당성(Construct reliability)은 0.8 이

상이어야 한다. 셋째,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0.5 이

상이어야 한다.

[표 5] 제안 모형의 수렴 타당성 결과

구성개념 AVE Construct Reliability

능력 0.681 0.865

배려 0.606 0.821

무결성 0.690 0.918

정보중개상의 명성 0.736 0.893

접근성 0.695 0.871

정보의 다양성 0.601 0.816

네비게이션 기능 0.553 0.830

사용자 태도 0.695 0.901

구전 의도 0.909 0.952

CFA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요인 적재값은 

0.6 이상이며 구조 타당성 값은 0.8 이상, 평균분산추

출 값은 모두 0.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측정 척도에 대한 수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판별 타당성이란 각각의 측정 항목들이 다른 개

념들과 적절하게 구별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평균분

산추출(AVE) 값의 제곱근 값이 모든 다른 개념들 사

이의 상관계수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6>의 결과를 바탕으로 AVE의 제

곱근 값이 0.8 이상으로 각 개념들 사이의 상관계수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활용된 구성개념들의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을 확인하여 가설 검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하였

다.

4.3 결과분석

제시된 연구모형의 가설들은 PLS를 이용한 구조방

정식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시 행렬 내에 있는 

모수들이 분석과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하여 외생

개념과의 연계를 유도하였다. 성과변수간의 인과관계

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보중개상의 신뢰 중 가설 1로 제시

된 능력과 사용자 태도의 관계는 경로계수가 0.140 

[표 6]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 결과

구성개념 능력 배려 무결성
정보중개상의

명성
접근성

정보의 
다양성

네비게이션 
기능

사용자 태도 구전 의도

능력 0.825 　 　 　

배려 0.404 0.906 　 　

무결성 0.398 0.390 0.958 　

정보중개상의 명성 0.505 0.318 0.360 0.945

접근성 0.501 0.409 0.467 0.396 0.933

정보의 다양성 0.425 0.424 0.279 0.457 0.398 0.904

네비게이션 기능 0.361 0.402 0.387 0.310 0.462 0.410 0.911

사용자 태도 0.516 0.391 0.460 0.580 0.460 0.505 0.449 0.949

구전 의도 0.434 0.362 0.381 0.536 0.398 0.501 0.380 0.574 0.976

AVE 0.681 0.606 0.690 0.736 0.695 0.601 0.553 0.695 0.909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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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969)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가

설 3으로 제시된 무결성과 사용자 태도의 관계는 경

로계수가 0.159(t=2.349)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

서 지지되었다. 반면, 정보중개상의 신뢰 중 가설 2

인 배려와 사용자 태도의 관계는 t값이 0.379로 유

의확률이 0.1 이상으로 기각되었다. 가설 4인 정보

중개상의 명성과 사용자 태도의 관계는 경로계수

가 0.299(t=3.703)으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지

지되었다. 정보중개상의 기능 중 가설 6으로 제시된 

정보의 다양성과 사용자 태도의 관계는 경로계수가 

0.176(t=1.966)으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지지되

었다. 가설 7로 제시된 네비게이션 기능과 사용자 태

도의 관계는 경로계수가 0.137(t=1.971)이므로 유의확

률 0.05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반면, 정보중개상의 기

능 중 가설 5로 제시된 접근성과 사용자 태도의 관계

는 t값이 0.600으로 유의확률이 0.1 이상이므로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8로 설정된 사용자 태도와 

구전 의도의 관계는 경로계수가 0.574(t= 9.500)으로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5. 결론

5.1 토론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기반의 정보 중개 웹사이트

의 활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하고 고객의 구전 의

도에 대한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정보중개상의 신뢰 차원에서 능력과 

무결성이 사용자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에, 배려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정보중개상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충

분한 경험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

고 정직하게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중개상의 특성상 

단발적인 쿠폰 정보들을 제시함에 따른 향후 구매 활

동 및 정보 활동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중개상의 명성 또한 사용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정보중개상

을 이용할 때 많은 고객들이 이미 잘 알려진 정보중개

[그림 2]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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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중개상의 기능 중에는 정보의 다양성과 네비게이

션 기능이 사용자의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중개상이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통합된 기능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

을 제공하고 더불어 유사 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가

능하게 해줌으로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태도가 구

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배려’와 ‘정보접근성’의 경우 

사용자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못했다. 

소셜커머스 중개상의 배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인

화 된 정보 및 니즈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소셜커머스 정보들을 명확히 제공하는 필터링 기능 

및 추천 기능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중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접근성의 

경우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환경 및 모바일 인

터넷 환경이 현재 국내에서는 유용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장점을 인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을 이용해 본 경험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정보중개상의 신뢰 중 배려 

요인과 정보중개상의 기능 중 접근성이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근성 요인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정보중개상에서 판매자의 웹페이

지로의 접근 시, 연결성은 정확하지만 로딩 속도가 느

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려 요인과 관련하여 ‘개

인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개인화된 기능

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존의 

‘FAQ 서비스’나 ‘건의하기/문의하기’ 기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제품 정보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자인이

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는데 ‘유저 인터

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고, 제품 정보를 검색해서 찾

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과 ‘팝업 차단을 설정하여

도 접속할 때마다 강제로 정보중개상이 제공하는 팝

업창이 뜨므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

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은 정보중개상이 현재

까지 사용자 중심의 배려와 접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인 사용자 태도에 대한 접근성

과 배려 요인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존 소셜커머스 관련 연구들이 소셜커머스의 정의와 

설명, 특징, 시장 분석 등과 같은 산업의 특성과 비전

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 온 반면(Kim et al., 2013),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새로 등장한 정보중

개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된 능력, 배려, 무결성의 요

인으로 이루어진 정보중개상의 신뢰는 이전에도 정보

중개상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되었

다(Song and Zahedi, 2007; Hong and Cho, 2011, 

Gefen and Straub, 2004; Palvia, 2009; Zahedi 

and Song, 2008). 헬스 인포미디어리의 연구에서는 

정보중개상의 신뢰인 능력, 배려, 무결성 모두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Song and Zahedi, 

2007). 반면, B2C e-marketplace의 연구에서는 배려

와 무결성만이 정보중개상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소셜커머스 환경에서의 정보중개상의 신뢰

는 능력과 무결성이 사용자들의 주요 신뢰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정

보중개상에 대한 신뢰성, 명성, 기능성의 특성을 바탕

으로 사용자의 태도와 구전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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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소셜커머스의 중심 요소인 사회적 관계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보중개상에 대한 사용자의 구전의

도에 관련된 요소들은 향후 정보중개상의 역할과 특

성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셜커머

스 정보중개상의 관리자들은 주로 소셜커머스 제품의 

쿠폰을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매출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

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중개상은 충분한 

경험과 자원을 보유해야 하는 능력, 정직하게 판매자

의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무결성, 정보중개상의 명성

과 다양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가격 비교를 가능하

게 해주는 정보의 다양성, 고객이 원하는 제품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기능을 바탕으로 보다 

활성화가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3 향후 연구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분야가 아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중개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접근성, 정보의 다양성, 네비게이션 기능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소셜커머스 정보중개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기능들과 다를 수도 있으며 업체 

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정보중개상 협업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보중개상이 갖추어야 할 점들과 기능들에게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정보 중개 사이트를 이

용해 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현재 

다양한 정보 중개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각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정보 중개 사이트는 대

부분 쿠폰차트, 쿠폰모아, 뽐뿌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 결과는 정보중개상 사용자들이 대부분 한정된 사

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정보중개상 

이용자들의 응답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중개상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각 중개사이트 별로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세부 특성별 중요 요소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소셜커머스 연구

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중보중개상 사이트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고객의 구전의도에 대한 각 요소들

의 중요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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